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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으로 불꽃놀이를 보고 감탄하는 어린아이처럼,

기쁨의 감탄사가 시시각각 새로운 불꽃을 강조하

고, 하늘을환하게수놓는형형색색들을하나씩하

나씩서술한다. 바로이것이기타노다케시의가장

아름다운 화이며, 매우 아시아적인 기분으로 가

득차서 호화찬란한 마지막 부케같은, <하나-비>가

상 되는동안관객이상상하는것이다. 

그찬란함은두말할것도없이바로사람을놀라

게만드는그감각으로부터나온다. 예상하고있었

던체벌 신에잘못을씻어내기위하

여짓이겨지는이스폰지의소리때문

에우리들은갑자기놀라게된다. <키

즈 리턴>에 해 말하자면, 위법의

예술이자, 의외성의예술이다. 우리는

그럼에도불구하고하나도본것이없

다! 또 다른 놀라움은 외형과 개념이

결합하는 끈질긴 창작에 의해서 만날

수 있게 된다. 꽃들, 불꽃놀이와 바람

을가르는총격전화면과같이회청색

의 화면이 강한 인상을 주면서(그런

화면으로 <소타티네>는 이미 만들어

졌었다), 또는 활동적이지만 동시에

수동적인, 텅비었으면서도 가득찬,

삶과 죽음 사이의, 서로 조를 이루

는 이 추상적인 게임들에 의해서 놀라게 된다. 사

람들이방금‘시체위에총을난사할수있는’사람

이라고말한남자는눈썹하나까닥하지않고그위

에총구를들이 고방아쇠를당기는스스로를방

치한다. 백지상태로(탄창이 텅비도록?). 아래로

내려가는덕분에곧사라지기위해스크린안으로

깊숙이들어오는경찰차한 가잠깐동안차지하

고있는적막한장면의한가운데서강도짓을한다

는생각이소리없이분출되어나오면서또한번놀

라게된다. 결국, 기타노자신에의해이루어진플

래시백의 놀라운 편집효과가 매우 인상적이다. 일

제사격이불꽃을튀는가운데, 바닥에누워있는남

자 위로 한 남자, 그리고 또 한 남자가 몸을 던진

다. 두 번째 남자인 가미가제는 꽉 채워진 커트에

서첫번째장면의경우가그것을암시하는것처럼

경우에 따라서는 적의 공범일 수도 있는 첫 번째

남자를 외부의 총격으로부터 보호하기를 바라고

있는가? 전혀 그렇지 않다. 배우 다케시(니시)의

두명의동료는반 로다친사람을중화시키고그

의분노를억제하기위해그를짓누르고있다고생

각한다. 이것은그들이이 화가어떻게기능하고

기타노가 어떻게 폭력을 연출하는지를 모르기 때

문이다. 그들에게 발사된 총격은 장면의 내부에서

발사된다. 총알은밑에서부터솟아나와한명그리

고또다른한명을뚫고지나간다. 마치불꽃놀이

처럼. 또는그보다는불꺼졌던화산이다시활동을

시작하는것처럼.

눈덮인 후지산의 모습으로 <하나-비>에 나오는

‘불의산’은게다가매우강하게상징을구성할수

있다. 불어에서‘화산(volcan)’이라는단어가연상

시키는 또다른 의미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있다.

‘폭력적이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을 지닌 사람’(한

폭력적인전경찰이소나티네를연주한다) 그리고

폭력적이란‘드러나거나 또는 감춰져있는 맹렬한

또는 위험한’이라고 나타나 있다. 기타노의 미장

센은초미의분출같은가짜경보(떠들썩하게만들

었던 헛소동)와 진짜 폭발의 사이에서 동요한다.

만약일본어제목이가지고있는그풍부함을간직

하면서불어로축약한말을선택해야한다면우린

아마도혈관에독을가득담은채‘화산위에서춤

추는’사람들이라고할것이다. 거의말이없는아

내의치료불가능한백혈병, 주인공부부가절 로

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딸의 죽음(니시가 지나가

면서아이의세발자전거를한쪽으로치워놓는기

막힌 장면), 야쿠자들에 한 부럽기

까지한 복수에 한 욕망, 그리고 (경

찰차로위장한택시에서위장한채나

타나 평화롭고 가장 너그럽게) 은행

에서 강도짓을 하고 떠나가는 형사

(의모습을담은 화사상가장조용

한추격전).... 이모든것은 화의시

간을 회귀하게 만들며, 다시 찾은 행

복의 사실 같지 않은 사진을 흐리게

만든다. 왜냐하면니시와그의아내가

설사 불운 속에서 아무리 삶에 한

의욕을 되찾으려 해도 소용이 없다

(보리스 바네의 걸작 <모자상자를 든

젊은 여인>에 어울리는 태평스러운

장면을 연상시킨다). 모든 것은 결정

적으로 집행이 유예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. 곧 이

두사랑하는이들에게최후의시간의종이울릴것

이다. 닥칠 것은 분명히 거칠고, 운명적이고, 불친

절하다. 무엇이 <하나-비>에서 흔하지 않은 조연

중의한사람의질문을다시활성화시킬까? ‘죽은

꽃에 물을 주는 것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? 아주

단순하게, 살아있다는것을느끼기위해서이다. 이

제부터가족도없이휠체어에못박힌듯이앉아서,

항상수평선아래로몸을고정시킨채모래로뒤덮

히거나, 쓸려나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

호리베처럼. 그럼에도한점한점그림그리기를계

속하는, 조심스럽게삶과죽음을얽어매면서.

POSITIF

검은 선 라스에 말이 없는 형사 니시에게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

있다. 그는 어린 딸을 잃었고 아내도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. 동료는 총에

맞아반신불수가되었고니시는과거총격전에서죽은동료들에 한기억에

서헤어나지못한다. <더티하리>의해리캘러한을일본의전통연극노를연상

케 하는 절제된 표정과 연기, 오즈의 빈 여백의

공간위에 가져다 놓은 기타노 다케시는 일본에

서살아가는가족의무게안에서삶과죽음에

한이야기를펼쳐나간다.

화산위에서춤추다
▶ T e x t  S T E P H E N  G O U D E T  

Danser sur un volcan

하나-비

기타노다케시는<하나-비>에서가족의무게를얻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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